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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Ti implant samples were fabricated by the sintering of spherical Ti powders in a high vacuum

furnace. To increase their surface area and biocompatibility, anodic oxidation and a hydrothermal treatment

were then applied. Electrolytes in a mixture of glycerophosphate and calcium acetate were used for the

anodizing treatment. The resulting oxide layer was found to have precipitated in the phase form of anatase

TiO2 and nano-scaled hydroxyapatite on the porous Ti implant surface. The porous Ti implant can be modified

via an anodic oxidation method and a hydrothermal treatment for the enhancement of the bioactivity, and

current multi-surface treatments can be applied for use in a dental impl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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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치과보철 분야에서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분야가 치과 임플란트라 할 수 있다. 인공치아 보철물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결손치아 주변의 건강한 지대치 또는

잔존 치근을 요구하게 된다. 치근까지 결손된 치아 하나

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결손치아 양단의 건강한 치

아를 지대치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건강한 치아를 삭

제하게 되고 2차 우식의 우려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연치근을 대신하여 인공치근인 임플란트 보철

을 선호하게 되었고 잔존치아가 없는 무치악 환자에 있

어서는 틀니의 유지력을 얻기 위해 임플란트 보철이 요구

되어졌다.

무엇보다도 결손치아 대체를 위해 임플란트가 가장 좋

은 이유는 치조골을 유지 한다는 것이다.1) 이런 의미에

서 임플란트 fixture와 악골 사이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자연치의 치근은 악골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치근의 백악질 외부로 치근막이 둘러싸여 있고

여러 치주 인대와 섬유상 결합조직이 존재하므로 저작압

을 분산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 많이 사용하

고 있는 Ti 또는 Ti 합금의 임플란트 fixture 들은 골과

의 직접적인 연결로 인해 강한 결합력이 요구된다. Ti과

Ti 합금들은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기계적, 화학적 특성

때문에 임플란트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수많은 연

구가들에 의해서 표면개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Choi 등2)의 보고에 의하면 접촉 면적을 늘리는 방법

으로 Ti 플라즈마 분사법, 산 부식법, 샌드 블라스팅법,

양극산화법, 열산화법이 있고 불활성의 Ti 표면에 활성

을 부여하기 위한 코팅법, 이온빔 주입법, 용액 침적법

등을 열거하였다. 그 중에서도 Ca와 P를 포함하는 전해

질에서 양극산화하여 열수처리에 의한 생체활성 물질의

석출에 관한 연구3-6)는 복합적인 표면처리로서 그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시편제작으로 표면적을 최대로

늘리는 동시에 골모세포가 분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고 Ca와 P를 함유한 전해질에서 양극산화하여 미세기

공을 형성, 2차적인 표면적 증가와 더불어 세포흡착에 유

리한 환경을 부여하고 부가적인 열수처리를 통하여 산화

막층에 내포되어있는 Ca와 P이온 들을 생체활성 물질로

석출시키는 복합 표면처리에 관해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할 시편은 200~250 µm 크기의 Ti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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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g을 이용하여 지름 8 mm, 두께 2 mm가 되게 성형

몰드에서 2000 psi 압력으로 압축 성형 한 후 고온진공

로에서 10−7torr 진공분위기 하에 분당 5oC의 승온속도로

1200oC까지 상승시켜 2시간 계류시킨 후 로 내에서 상온

까지 냉각하여 진공소결에 의한 다공성 Ti 시편을 얻을

수 있었다. 완성된 다공성 Ti 시편들은 아세톤에 10분,

에탄올에 10분 초음파 세척하였으며 60oC 건조기에서 건

조시켰다.

양극산화장비의 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양극에

는 다공성 Ti 시편을 결선하고 음극에는 20 × 40 × 1 mm

의 백금전극을 결선하였다. 양극산화는 800 mA의 정전류 방

식으로 전압이 서서히 상승하여 최종전압이 300V에 이를

때 까지 실시하였으며, 양극산화를 하는 동안 시편에서 일

어나는 불꽃방전으로 인한 전해질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2중으로 제작한 반응조에 냉각수를 흘려주면서 실험

하였다. 양극산화를 위한 전해질은 0.02 M sodium β-

glycerophosphate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와 0.2 M 초산칼슘(CA: calcium acetate)을 혼합한 것과

0.02 M disodium β-glycerophosphate (Kanto Chemical

Co.)와 0.2 M CA를 혼합한 두 가지 실험군(α-GP군, β-GP

군)을 사용하였다. 양극산화 후 다공성 티타늄 표면에 생

체 활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oC에서 10시간 열수처리를 통

하여 표면에 −OH기에 의한 hydroxyapatite (HAp)성분의 석

출을 시도하였다. 다공성 Ti 시편의 제작부터 양극산화, 열

수처리 각 단계마다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기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면의 원소는 에너지 분산 x-선 스

펙트럼(EDX) 장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치과용 임플란트의 표면처리

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제는 한 가지 방법

에 의한 임플란트 fixture의 표면처리는 큰 효과를 기대

하기 힘들다. 뼈세포들의 활동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골세포(osteoblast), 골세포(osteocyte),

파골세포(osteoclast)등이 항상 뼈를 변화시키고 연골세포

(cartilage)에서 만들어지는 기질(matrix) 물질은 대부분 콜

라젠(collagen) 단백질로 연골성골(cartilage bone)을 형성

한다.7) 따라서 임플란트 fixture표면의 조건은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세포들은 그 크기가 수십 마이크론에 해당

하고 다공성 표면 내부로 세포의 진입이 가능하다면 양

방향 신생골 형성과 더욱 강력한 골 융합 그리고 치유

기간 단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Oh8) 등

의 연구에 의하면 Ti 분말 충진에 의한 소결체는 인간

의 피질골과 유사한 굽힘강도와 영률을 갖는다고 하였고,

Amigo'9) 등의 연구에 의하면 Ti 합금 분말의 소결체가 정

형외과적 식립재로서 충분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다고 하

였다.

Fig. 2 는 200~250 µm 크기의 Ti 분말을 이용하여 제

작한 Ti 임플란트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들이다. 인

접해 있는 모든 입자들과 neck을 이루며 결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다공성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Kim10) 등의 보고에 의하면 기공의 내부로 골 성장이 일

어나기 위해서는 100 µm 정도의 거대기공이 필요한 반면

100 µm 이하의 기공은 세포와 생체분자의 크기와 비슷

하여 세포흡착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200~250 µm 크기의 Ti 분말을 이용하여 제작한 소

결체 시편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기공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기공 내부로의 골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Fig. 2. SEM images of sintered Ti powders, (a) × 200, (b) × 1k, (c) × 4k.

Fig. 1. Schematic diagram of anodiz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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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전해질 0.02 M Sodium α-glycerophosphate와

0.2 M CA(calcium acetate)를 혼합한 실험군(α-GP군)과

0.02 M disodium β-glycerophosphate와 0.2 M CA를 혼

합한 실험군(β-GP군)을 800 mA의 정전류 방식으로 최종

전압 300V까지 양극산화시킨 다공성 Ti 시편의 주사전

자현미경 사진들이다. 두 가지 전해질 실험군 모두에서

양호한 미세기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입자간 결합부위

에서 더욱 거친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 2와 비

교하여 표면에 1~4 µm의 미세기공이 형성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다공성 Ti 시편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평한

표면을 가진 Ti 시편에 비하여 상당히 거친 면임을 확

인할 수 있는데, 다공성 표면에 미세기공을 형성함으로

써 더욱 거칠고 세포 흡착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

다.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Ti의 산화피막은 수 나노

미터에 불과하지만, 양극산화를 통하여 수십 마이크로 이

상으로 형성시킬 수 있었다. Choi 등2)의 보고에 의하면

티타늄 표면에 공존할 수 있는 산화피막의 구조(anatase,

brookite, rutile) 중 rutile구조가 일반적으로 안정하다고

하였으며, 양극산화를 통하여 얻어진 anatase구조는 낮은 결

정성으로 인하여 반응성이 증가되어 생체활성에 유리할 것

이라고 하였다.

초기의 치과용 임플란트의 표면처리에 관한 연구는 단

순히 임플란트 fixture의 외부형태 design을 변형하거나, 제

거 또는 첨가에 의해 표면적을 넓게 하거나, 활성 물질

을 코팅하는데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보

고들2-6)에 의하면 생체불활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Ti표면을 양극산화 처리하여 표면적을 증가시켜 골과의

기계적 결합을 증진시키며 부가적인 열수처리를 통하여

생체활성 물질인 HAp성분을 석출시켜 화학적인 결합을

도모하고 있다.

Fig. 3. SEM images of the porous titanium surface after anodizing with electrolyte of 0.02 M sodium α-glycerophosphate, 0.2 M CA

(a, b) and 0.02 M disodium β-glycerophosphate, 0.2 M CA(c, d).

Fig. 4. SEM images of Ti samples after hydrothermally treatment using group α-GP, (a) × 250, (b) × 1k, (c) ×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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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는 α-GP 전해질 실험군을 양극산화한 시편을

200oC에서 10시간 열수처리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들이

다. 양극산화 처리하여 생긴 미세기공들 사이로 기둥모

양의 석출물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정 부분에는 석출

물들이 뭉쳐져 눈꽃모양을 형성함을 볼 수 있다. 표면을

완전히 코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유의 거친면을 유

지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증착시킨 것이 아닌 내부에서

의 석출이므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다.

Fig. 5는 석출물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 것인지 에너

지 분산 x-선 스펙트럼(EDX) 장비를 이용하여 원소 맵핑

을 실시하였다. 이것으로 석출물은 Ca와 P 성분으로 이

루어진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소 함량비를 알

아보기 위해서 석출물 부위만 확대하여 EDX 원소 분석

한 결과 Table 1 과 같았다. 생체활성 물질인 HAp의

Ca/P 비가 1.67임을 감안할 때 석출물은 HAp라고 추정

할 수 있다.

Fig. 6은 β-GP 전해질 실험군을 양극산화한 시편을

200oC에서 10시간 열수처리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들이

다. α-GP 전해질에서 양극산화 후 열수처리한 시편에 비해

큰 기둥상을 보이고 있으며 원소 맵핑한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고 원소 분석 결과는 역시 Table. 1 과 같다.

Fig. 8은 다공성 Ti시편과, 양극산화한 β-GP군 시편, 양

극산화 후 열수처리한 시편의 X-선 회절패턴을 나타내

었다. 보이는 바와 같이 Ti peak만 나타나던 것이 양극

산화 이후에 TiO2의 anatase상의 peak이 나타났으며 열수

처리 이후에는 HAp peak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a) SEM image of precipitate for using group α-GP and EDX element-dot-mapping images for (b) Ti, (c) Ca, and (d) P.

Table 1. Atomic concentration

at.% Ti O Ca P C O/Ti Ca/P Total

α-GP 6.80 61.04 15.82 9.48 6.86 8.98 1.67 100

β-GP 0.98 58.04 19.34 12.04 9.61 59.22 1.61 100

Fig. 6. SEM images of Ti samples after hydrothermally treatment using group β-GP,  (a) × 250, (b) × 1k, (c) ×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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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P군이나 β-GP군에서 조성비가 양호한 생체활성의

석출물을 얻을 수 있었으나 석출물의 성장형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플란트 표면에 생체활성 부여를 위한

HAp 코팅법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착이 되어 표면 거칠

기를 감소시키며, Ti 와 접착력이 좋지 않다는 점과 고

온 공정에의한 HAp의 성능저하3)를 고려할 때 다공성 Ti

표면에서 성장하여 재배열하는 열수처리 기법은 생체활성

뿐만 아니라 접착력, 표면 거칠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된다.

4. 결  론

200~250 µm 크기의 Ti 분말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공성

Ti 시편을 Ca와 P를 함유한 두 가지 전해질 실험군으로

양극산화한 후 열수처리한 복합 표면처리 시편들이 전해질

의 종류에 따라 열수처리 후의 석출물 양상 또는 성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다공성 Ti 시편의 표면은 20~100 µm 사이의 기공

들이 존재하였다.

2. 양극산화 직후에 전해질의 종류에 따른 표면양상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Ti 분말 입자의 표면을 따라 상

당히 거친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열수처리 이후에 α-GP군과 β-GP군에서의 석출물의

석출 형태는 달랐으나 그 성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다공성 표면과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된 미세기공들은

골이 성장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세포들의 흡착을 돕게

되며, 열수처리에 의해 생성된 석출물은 생체불활성의 Ti

표면에 활성을 부여하므로 신생골 유도와 빠른 골유착이

기대되어진다.

Fig. 7. (a) SEM image of precipitate for using group β-GP and EDX element-dot-mapping images for (b) Ti, (c) Ca, and (d) P.

Fig. 8. XRD spectra patterns of  (a) cp Ti, (b) anodized Ti, and (c) hyrothermally treated Ti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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